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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성능 스마트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계산 성능의 획기적 향상과 저장 용량의 대폭적
인 증가로 인하여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휴대폰의 
지위에서 모바일 컴퓨터로 그 격이 승격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스마트폰이 모바일 정보 디바이
스로서 단말에서 활용되던 사례에서 벗어나 서버
나 미들웨어 위치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
터베이스의 설치 및 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
라서 비약적으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
이 커지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 처리하는 데
이터베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 보편화되는 사
례로 먼저 최근 라즈베리파이(Raspberry Pi)나 아
두이노(Arduino)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
축이 많이 시도되고 있다[1]. 또한 모바일 장치의 
센스 기술이 발전하여 모바일 장치로 수집되는 
센싱 데이터를 로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였다
가 추후 마스터 데이터베이스와 동기화하는 기술
인 mobile edge computing[2] 기법이 등장하여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e-commerce

나 m-commerce 분야에서도 모바일 디바이스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의 파일
로 처리 불가능한 데이터 처리에 대해 모바일 데
이터베이스가 중요한 해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3].

이 논문에서는 최근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모바일 데이터베이스들을 선정하여 검색 성
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개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특성을 분석하
고 적합한 활용 분야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도록 
비교 실험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한다. 특히 모바
일 데이터베이스의 선두 주자로 꼽히는 SQLite와 
최근 등장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Realm의 검색 
성능에 초점을 맞추며 추후 다른 모바일 데이터
베이스로 확장하고자 한다. 실험은 Android 모바
일 환경에서 진행한다.

II. 관련 연구

[4]에서 대표적인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인 SQLite[5]

의 검색 성능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수치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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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그리고 비교를 위해 Oracle 11g의 성능을 
같이 평가해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Linux 환
경에서 실시하였고 동일한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와 비교하지 않아 본 연구와 차별화된다.

SQLite는 2000년에 발표된 만큼 일찍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며 그 성능을 인증 받고 있다. 미국의 
Richard Hipp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오픈소스 프
로젝트로 제작되어 현재 V3.23.1 버전까지 지원되
고 있다.

Realm[6][7]의 경우 2014년 새로운 모바일 데이
터베이스로 출시되어 다양한 모바일 기업과 모바
일 앱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SQLite의 경쟁자로 
등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Android 환경에서 대표적인 두 
모바일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성능 평가 및 비교
를 위한 구현과 실험을 진행한다. 그리고 비교 결
과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III. 성능 테스트를 위한 검색 쿼리 유형

쿼리는 검색문을 대상으로 한다. 검색 쿼리에 
대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Point Query : 단일 레코드 검색
2. Set Query : 무작위로 복수 레코드 검색
3. Range Query : 순차적으로 레코드들 일부분 

검색
4. Multiple Condition Query : 복수 조건 검색
5. Join Query : 조인 검색

Point 쿼리는 키 값을 조건으로 한 레코드를 
검색하는 것이고 Set 쿼리는 키가 아닌 값을 조건
으로 무작위의 여러 레코드가 검색되는 유형이다. 

Range 쿼리는 일정 범위안의 순차 데이터를 검색
하는 유형이고 다중 조건 쿼리는 where절의 조건
이 2 이상일 경우의 쿼리로서 통계정보를 이용한 
질의 최적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Join 쿼리는 
조인 성능을 판별하기 위한 유형이다.

IV. 비교 실험 시스템 설계

성능 실험을 위한 시스템은 안드로이드 SDK를 
이용하여 Android 환경에서 App. 구현에 의해 
구축한다.

성능 실험 App.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Flash 

Memory에 저장된 데이터를 Ⅲ장의 검색 유형 별
로 검색하는 시간을 측정한다. 그림 1은 간략한 
시스템 구조이다.

그림 1. 성능 비교 시스템 구조

V.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환경에서 SQLite 데이터
베이스와 Realm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쿼리 유형
에 따른 성능 측정 및 성능 특성 파악을 위한 실
험 방법을 설계하였다.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Android 환경에서 
두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실험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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